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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는 전자 방출부인 냉음극과, 냉음극의 
전자 방출량을 제어하는 게이트 전극과, 방출된 전자를 집속시키는 집속 전극이 형성된 하부 기판과; 양극과, 양극상에 
형성된 빨강, 파랑, 노랑형광체와, 형광체의 경계에 형성된 블랙 매트릭스가 형성된 상부 기판과; 상부기판과 하부 기판 
사이에서 지지하는 스페이서를 구비하는 전계 방출형 표시 소자에서, 게이트 전극과, 집속 전극은 동일 평면상에 위치
하고, 스페이서가 집속 전극위에 형성되어 접지된다.
    

여기서, 스페이서는 세라믹 또는 글래스로 형성되고, 집속 전극에 접촉되는 일측면이 금속으로 코팅되었으며 집속 전극
은 게이트 전극보다 돌출된 구조를 갖는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집속 전극을 게이트 전극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하여 이미터로부터 나오는 전자 빔의 집속을 
꾀함과 동시에 집속 전극을 돌출시키거나 블랙 매트릭스의 구조를 변형시킴에 의하여 전계 방출형 표시 소자의 상하판
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스페이서의 장착을 용이하게 하며 집속 전극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어서 상기 스페이서
에 차징된 전하도 같이 제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a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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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립 유형의 스페이서의 형성 방법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제2도는 일반적인 스페이서에 금속을 코팅한 것을 나타낸 도면.

제3도는 종래의 스페이서를 접지시킨 것을 나타낸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에서의 크로스 형 및 립 형의 
스페이서가 장착된 것을 나타낸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에서의 크로스 형 스페이서를 
집속 전극에 배치한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에서의 짧은 립 형의 스페이서
를 집속 전극에 배치한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에서의 융기된 집속 전극을 이
용하여 스페이서를 접지시킨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410:크로스 형 스페이서 420:게이트 전극

430:집속 전극 440:이미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계 방출형 표시 소자의 스페이서 접지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스페이서에 의한 차징을 방지하기 위하
여 집속 전극을 게이트 전극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하여 이미터 팁으로부터 나오는 전자 빔의 집속을 도모하며 동일 평
면상의 전자 집속 전극과 돌출 블랙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스페이서를 손쉽게 장착하는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
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은 스페이서를 세울 때 패널의 활동 영역 밖에 새로운 패턴의 기술을 이용하여 금속을 코팅한 후 그 위에 스
페이서를 세워서 접지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매우 국한적인 스페이서에 한정된 것이며 만일 크로스나 짧은 립(rib) 유형의 스페이서에는 적용
되지 않는 방법이다. 또한 스페이서와 금속 코팅의 접촉면이 불균일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긴 립의 스페이서를 사용할 경우 측면에 새로운 지그(zig)를 장착하여 이를 고정시켜주어야 하고 기존의 방법에서는 이 
부분에 금속을 코팅하여 스페이서와 접촉을 시켰다. 그러나 짧은 립 형이나 크로스 형은 패널 내부에 전극이 될 수 있는 
전극을 형성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스페이서 장착은 구동시 스페이서가 보이거나 그 부분에서 아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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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부에 긴 립 유형의 스페이서를 사용할 경우 집속 전극과 다른 전극을 형성하여 따로 전극을 가해 주어야 하는 구
동상의 복잡성도 발생할 수 있다.

제1도는 종래의 립 유형의 스페이서의 형성 방법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1을 참조하면, 립 유형의 스페이서(110)의 형성 방법은 작은 디스플레이의 구동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10 인치 이상
의 대형 패널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상기 스페이서(110)가 길어질수록 그 스페이서의 모서리 부분의 
파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각으로 세워서 형성시키는 것이 힘들고 또한 한 쪽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스페
이서(110)의 모서리 부분에 지그(120)로 고정시키고 상기 지그와 스페이서 사이에 금속 코팅(130)을 하여 지그를 전
계 방출형 표시 소자의 활동 영역 밖으로 배치하여 접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패널에는 크로스나 작은 립의 모양이 장착되어져야 하는데 이는 접지 전극을 밖으로 빼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제2도는 일반적인 스페이서에 금속을 코팅한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2를 참조하면, 일반적인 스페이서(210)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보통 세라믹이나 유리 시트를 얇게 제작하여 장착하며 
차징되는 전자를 뽑아주기 위해서 스페이서(210)의 벽면에 금속띠(220)를 두른다.

이와 같이 종래에는 바닥의 접지면에 금속띠를 두르거나 스페이서의 중간 부분에 띠를 두른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긴 립 유형의 스페이서가 아니면 장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제3도는 종래의 스페이서를 접지시킨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3의 (a)와 (b)를 참조하면, 집속 전극(310)과 스페이서(320) 사이에 프릿 유리(330)가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32
0)를 고정시켜 주며 상기 스페이서의 금속 코팅을 통하여 전계 방출형 표시 소자의 활동영역 밖에서의 접지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집속 전극을 게이트 전극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하
고 돌출 블랙 매트릭스의 활용을 통하여 스페이서를 손쉽게 설치하며 같은 전극을 가지면서 전자 빔의 집속을 도모하고 
또한 게이트 전극보도 더 높게 집속 전극을 배치하여 긴 스페이서 설치시 더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집속 전극을 이용하
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는 전
자 방출부인 냉음극과, 상기 냉음극의 전자 방출량을 제어하는 게이트 전극과, 상기 방출된 전자를 집속시키는 집속 전
극이 형성된 하부 기판과; 양극과, 상기 양극상에 형성된 빨강, 파랑, 노랑형광체와, 상기 형광체의 경계에 형성된 블랙 
매트릭스가 형성된 상부 기판과; 상기 상부기판과 하부 기판 사이에서 지지하는 스페이서를 구비하는 전계 방출형 표시 
소자에서,
    

상기 게이트 전극과, 집속 전극은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고, 상기 스페이서가 집속 전극위에 형성되어 접지되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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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스페이서는 세라믹 또는 글래스로 형성되고, 상기 집속 전극에 접촉되는 일측면이 금속으로 코팅된 점을 
그 특징으로 하며 상기 집속 전극은 게이트 전극보다 돌출된 구조를 갖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스페이서의 타 일측면은 상기 블랙 매트릭스 층에 연결되도록 구성되었으며 상기 금속 코팅면의 높이는 
이미터 특성상 빔의 산란정도에 따라 그 높이가 조절되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스페이서는 자체 지지되도록 크로스 형이며 상기 블랙 매트릭스 층의 돌출구조에 끼워넣은 구조를 갖는 점
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에서의 크로스 형 및 립 형의 
스페이서가 장착된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4를 참조하면, 우선 도4의 (a)에서 크로스 형의 스페이서(410)가 장착된 평면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스페이서(
410)는 게이트 전극(420)과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집속 전극(430) 위에 올라와 있는 구조이다.

전계 방출 소자의 이미터(440)를 팁 모양으로 만든 다음 게이트 전극(420)과 집속 전극(430)을 올리면 되는데 하나
의 마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후에 인쇄 회로 기판(PCB:Printed Circuit Board)에 연결할 때 상기 게이트 전극과 집
속 전극을 고립시키기만 하면 된다.

보통 전계 방출형 표시 소자에 적용되는 게이트 금속막으로는 크롬과 니오븀(Nb)등 절연층과 점착성이 좋은 금속을 사
용하는데 도4와 같이 동일 평면의 경우에는 같은 금속이 상기 게이트 전극(420)과 집속 전극(430)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상이나 구동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만일 상기 게이트 전극(420)과 집속 전극(430)과의 고립에 대해서 완전하게 건식에칭이 안되었을 경우 서로간에 
누설 전류의 발생으로 인해 패널 전체가 통전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상기 게이트 전극(420)과 집속 전극(430)과의 거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기 게이트 전극(420)에 걸리는 전압이 
상기 집속 전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기 집속 전극에 접지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상기 게이트 전극(420)과 집속 전극(430)간의 거리를 5㎛~10㎛로 일정하게 하고 상기 집속 전극(430)에 -20 ~ -
40V의 역방향 바이어스(-bias)를 걸어 줄 때의 결과를 보면 애노드 평판의 형광체 영역 안으로 안전하게 전자 빔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 형광체의 사이즈는 해상도를 5 인치 큐큐브이지에이(QQVGA:Quarter Quarter Video Graphics Array)로 할 
경우 215㎛(세로폭) x 60㎛(가로폭)의 크기를 갖는데 적어도 블랙 매트릭스의 영역까지를 합치더라도 양쪽으로 가로 
폭 100㎛~120㎛를 넘어서는 안된다.

도4의 (a)와(b)에서와 같이 스페이서가 집속 전극 위에 넉넉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통해 전하를 뽑아 주
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애노드 부분에 돌출 블랙 매트릭스를 통해 끼워 넣는 방법을 사용하면 스페이서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서 있을 것이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에서의 크로스 형 스페이서를 
집속 전극에 배치한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5를 참조하면, 금속 처리된 세라믹이나 유리 스페이서(510)의 상단은 상판(550)의 블랙 매트릭스(551)에 배치하
며 하단 부분(511)에 집속 전극(520)을 접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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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페이서(510)의 금속 처리는 이미터(530)의 특성상 빔의 산란 정도에 따라 그 높이를 조절하면 될 것이다. 보
통 동일 평면상(co-planer)의 집속 전극일 경우는 융기된(raised) 유형보다는 전자빔을 집속하는 능력이 덜 하기 때
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금속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에서의 짧은 립 형의 스페이서
를 집속 전극에 배치한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6을 참조하면, 제5도에서의 크로스 형 스페이서 대신 짧은 립 형 스페이서로 대체시킨 것이다.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에서의 융기된 집속 전극을 이
용하여 스페이서를 접지시킨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7을 참조하면, 우선 융기된 집속 전극(710)에 스페이서(720)의 두께만큼 홈을 내어 스페이서를 고정시킬 수 있고 
동시에 접지시킬 수 있다. 상기 융기된 집속 전극(710)은 폴리이미드나 스크린 프린팅법 도금법등 사용할 수 있는 재
료나 방법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높이를 20~30㎛로 일정하게 하고 스페이서의 폭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는 노광법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해주는 것이 좋은데 현재는 폴리이미드나 도금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폴리이미드는 공
정상의 난해함과 다시 금속 증착을 하여 집속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도금법이 수월하다. 도금법은 알려진 바
와 같이 티타늄/칼슘(Ti/Ca)의 이중막을 증착하여 두꺼운 레지스트(resist)를 사용하여 패턴작업을 한 다음 도금액에 
넣어 성장시키면 된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전극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적용이 용이하며 또한 전극간의 간격을 
일반 노광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스크의 제작에 따른 패터닝의 크기에 따라서 허용오차를 5~10㎛의 사이를 두고 조절할 수 있으며 집속 전극과 애노
드 평판의 블랙 매트릭스 영역의 허용 오차를 좁히면 상하판의 배열을 표시하는 역할도 쉽게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는 집속 전극
을 게이트 전극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하여 이미터로부터 나오는 전자 빔의 집속을 꾀함과 동시에 집속 전극을 돌출시키
거나 블랙 매트릭스의 구조를 변형시킴에 의하여 전계 방출형 표시 소자의 상하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스페이서의 
장착을 용이하게 하며 집속 전극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어서 상기 스페이서에 차징된 전하도 같이 제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 방출부인 냉음극과, 상기 냉음극의 전자 방출량을 제어하는 게이트 전극과, 상기 방출된 전자를 집속시키는 집속 
전극이 형성된 하부 기판과; 양극과, 상기 양극상에 형성된 빨강, 파랑, 노랑형광체와, 상기 형광체의 경계에 형성된 블
랙 매트릭스가 형성된 상부 기판과; 상기 상부기판과 하부 기판 사이에서 지지하는 스페이서를 구비하는 전계 방출형 
표시 소자에서,

상기 게이트 전극과, 집속 전극은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고, 상기 스페이서가 집속 전극위에 형성되어 접지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세라믹 또는 글래스로 형성되고, 상기 집속 전극에 접촉되는 일측면이 금속으로 코팅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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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집속 전극은 게이트 전극보다 돌출된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
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의 타 일측면은 상기 블랙 매트릭스 층에 연결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코팅면의 높이는 이미터 특성상 빔의 산란정도에 따라 그 높이가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자체 지지되도록 크로스 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상기 블랙 매트릭스 층의 돌출구조에 끼워넣은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속 
전극을 이용하여 스페이서가 접지된 전계 방출형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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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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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a

도면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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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

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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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 10 -



공개특허 특2002-0057327

 
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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